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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학부(과) 동창회 회장단 회의
총동창회는 4월 17일(수) 호텔인터불고 동

보성에서 각 지역 및 학부(과)동창회와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총동창회
장을 비롯하여 20여명의 각 지역 및 학부(과)
동창회 회장이 모여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다음달 펼쳐질 제9회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를 맞이하여 대회임원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
로 윤진필 총동창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총동창회장배 골프
대회에 동문들의 무한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
으며, 금년에는 영천 오펠 C.C로 장소를 옮겨
추가로 동문가족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화합의
장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어 이수필 경기위원장이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
하여 경기방식 및 시상 등 대회요강을 안내하
는 것으로 회의는 마무리 되었다. 

△대회임원 소개
▲윤진필 대회장 ▲김주환 총무위원장 ▲최

원수 준비위원장 ▲이수필 경기위원장 ▲양재
흠 경기위원 ▲김석호 경기위원 ▲박건일 경기
위원 ▲오덕환 경기위원 ▲류승균 경기위원 ▲
김광호 경기위원 ▲황의길 경기위원 ▲최병극
경기위원 ▲정연준 경기위원 ▲이차수 경기위
원 ▲권태정 경기위원 ▲이제우 경기위원 ▲허
수영 준비위원 ▲김병관 준비위원 ▲박진향 홍
보위원 ▲김종석 진행위원 ▲류장호 진행위원

제9회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요강

▲일    시 : 2013. 5. 29(수) 13:00
▲장    소 : 영천 오펠 C.C
▲참가대상 : 동문, 동문가족 및 모교 교직원(약 60팀)
▲참가신청 : 아래양식에 의거 각 지역동창회, 학부(과)동창회, 총동창회 사무국에 5월 10일

17:00까지 신청자에 한함

▲경기방법 : 신패리오(전산처리)진행방식, 샷건방식(각홀 동시티업)
▲참 가 비 : 별도 회비 없음(그린피, 캐디피, 그늘집 개인부담)
▲세부일정
골프장 도착 및 개인정비(13:00 ) →단체사진 촬영, 대회요강발표 및 시타(13:30) → 각 팀
박스로 이동( 13:50) →경기시작(14:00 )  →시상 및 만찬(19:00)

중년의 삶의 허전함을 채워주는 자양분

파릇파릇한 새싹이 피어나는 따스한 봄날, 시와 함께 삶을 힐링하며
여유로움을 가질까 합니다. 반세기를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삶의 여유
로움을 갈구하고자 시를 공부하여 ‘2013 국제문예 신인상’을 수상한 총
동창회 감사 이전호 동문의 시를 소개합니다. 

화본역 급수탑
글/시인 이전호

가을바람 구름 말아와
이부자리하고 있는 곳
그리움,
옷고름 풀어 헤친
촌색시,
목마른 기관차
젖 먹이던
화본역 급수탑
조림산
만남과 헤어짐
구비쳐 도는 삶의 편린
울고 웃으며 함께한 세월
멈춰져버린 너의 심장
새 옷 갈아입은 화본역
급수탑 벽면
담쟁이 덩굴
왕자를 유혹한
라푼젤의 금빛머리
햇볕살 뭉쳐오는 여린 창
갇혀 살아 온 라푼젤
애잔한 기다림
그 기다림의 아이콘
숨겨진 속살 황소뿔빛 몸
봄, 햇살 따스한 사랑을 해 줄까

DM의 모든 것
-전산출력에서 투·봉입, 우편발송 대행까지 One-StopService
-각종 공공기관 공과금 지로출력, 다량우편물, 사보제작 발송
-각종 DM용 창봉투, 우편봉투, 전산폼지, 봉합엽서 제작
-의정보고서 발송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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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주디엠기획

지역, 학부(과) 성명 연락처 직장 및 직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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